
Winter	2017	예배와	성례전	시험 Worship	&	Sacraments	Exam	

Section	I:	개혁	예전의	유산 Reformed	Liturgical	Heritage	

은혜 장로교회 새 담임목사로서 당신은 회중의 예배위원회와 미팅을 하고 있다. 세례에 

관하여 논하던 중에, 당신은 기름부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례전을 

집행하였음을 설명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나누고 있다. 

As the new pastor of Grace Presbyterian Church, you are meeting with the worship 

committee of the congregation. During a discussion on baptism, you describe the 

various ways you have conducted the sacrament, including anointing with oil. 

Committee members make the following comments: 

Pat: 
목사님, 기름부음은 저희로선 고교회 같습니다.  Pastor, anointing just feels 

too high church for us. 

Annie: 

그것이 필요한가요? 세례란 그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 아닌가요? Is that 

necessary? Isn’t baptism just the sprinkling of water on the head? 

 

필수 응답 REQUIRED RESPONSES (이 섹션의 전체응답이 1,200 자를 넘지 않아야 함. 

Total responses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1. 신앙고백서를 사용하여 예배모범 규정의 안내를 받아 세례의 여러 가지 유형 

혹은 방식에 대한 개혁전통의 이해를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당신의 설명을 

신앙고백서에서 적어도 세(3)개 이상의 다른 문서에서 적어도 세(3)개 이상의 

참고문(예: 0.000)을 사용하여 논술되야 합니다. 예배모범의 모든 참고문들은 

인용구를 필히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 W-0.0000).  

Using The Book of Confessions and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Directory 

for Worship, articulate a Reformed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 of baptism 

in its various forms or modes. Support your discussion with at least three (3) 

citations (e.g., 0.000) from three (3) different documents in The Book of 

Confessions.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include the 

citation (e.g., W-0.0000). 



2. 예배모범을 사용하여 기름부음과 같은 다른 행위를 포함한 올바른 세례유형을 

논술하여 예배위원회를 위한 학습 가이드를 저술하시오 (예: W-0.0000). 

Using the Directory for Worship, write a study guide for the worship 

committee that discusses acceptable forms of baptism, including other actions 

such as anointing with oil.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include the citation (e.g., W-0.0000).  

 
	 	



Section	II:	예배에	대한	구조적	신학	고찰 Constructive	Theological	Reflection	on	
Worship	
	

당신이	목사로	있는	회중의	당회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	At	a	session	
meeting	of	the	congregation	you	serve	as	pastor,	the	following	exchange	takes	place:		
Shirley:	 목사님,	당회가	함께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요?	장로로서	서로	가까워	질것	

같습니다.		Pastor,	don’t	you	think	it	would	be	nice	if	the	session	worshiped	
together?	It	might	make	us	closer	as	elders.	

Stewart:	 우리는	이미	시작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We	already	open	and	close	with	
prayer,	and	you	want	to	do	more?	These	meetings	are	going	to	last	forever!	

Esperanza:	 길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의제에	추가사항을	더함이	교회의	진짜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당회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It’s	not	the	length	
that	is	the	problem,	but	adding	more	to	the	agenda	will	take	the	session	
away	from	doing	the	real	business	of	the	church.	
	

필수	응답	REQUIRED	RESPONSES	(이	섹션의	전체	응답이	1,200 자를	넘지	않아야	함.						
Total	responses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1. 예배모범과	정치형태	규정의	안내를	받아	당회	정기모임에서	하는	예배의	적절함을	

논하시오.	규례서의	모든	참고문들은	인용구를	필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예:	X-
0.0000).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Directory	for	Worship	and	the	Form	of	Government,	
discuss	the	appropriateness	of	worship	during	a	stated	meeting	of	session.	All	
references	to	the	Book	of	Order	must	include	the	citation	(e.g.,	X-0.0000).	

2. 필수	응답	1 번에	근거하여	예배에	관하여	드러난	주제를	당회가	검토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드십시오.		

Informed	by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create	guidelines	for	the	session	
to	review	that	address	the	worship	concerns	articulated.	

3. 당회의	안건에서	어떻게	예배를	통합할	수	있는지	보기를	포함한	당회	의제를	

제공하십시오.			

Provide	a	session	agenda	that	includes	an	example	of	how	worship	could	be	
incorporated	in	the	meeting.	

	



Section	III:	목회	적용	Application	to	Ministry	
	

당신은	제일장로교회에	목사로	최근에	부름을	받았다.	예배위원회와의	첫	번째	미팅에서	

주님의	날	예배에	대한	회중의	예배순서를	검토함을	시작한다.	이	예배에서	첫	순서	중	

하나가	“평화의	인사”임을	발견한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자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	

생겨났다.		

You	have	recently	been	called	to	be	the	pastor	of	First	Presbyterian	Church.	At	your	first	
meeting	with	the	worship	committee	you	begin	with	a	review	of	the	order	of	worship	the	
congregation	uses	in	the	Service	for	the	Lord’s	Day.	You	note	that	one	of	the	first	actions	in	
the	service	is	the	“passing	of	the	peace.”		When	you	ask	about	this	the	following	comments	
are	made.	
Lucinda:	 저의	남편은	평화의	인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의	이	시간을	

피하기	위하여	항상	교회에	늦게	옵니다.		My	husband	hates	the	passing	of	the	
peace.	That’s	why	we	always	come	late	to	church	so	we	can	skip	that	part	of	the	
service.	

Bill:	 저는	사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때가	인사	혹은	용무를	

해결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평화를	나누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I	
actually	like	doing	it,	but	for	a	lot	of	people	it’s	a	way	to	say	hello	or	to	take	care	
of	business.	It’s	not	really	about	passing	the	peace.	

Carlos:	 제가	성장한	교회에서는	죄의	고백이	있은	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In	the	church	where	I	grew	up	we	used	to	pass	the	peace	after	we	did	the	
prayer	of	confession.	

Diane:	 제가	칼빈교회의	교인이었을	때에는	성만찬에서	빵과	컵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소서”라고	우리는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더	좋아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말하는	정확한	내용보다	기억하기	더	

쉬었기	때문입니다.				When	I	was	a	member	at	Calvin	Church	we	used	to	say,	
“The	peace	of	Christ	be	with	you,”	when	we	passed	the	bread	and	the	cup	to	
each	other	during	communion.	People	liked	that	better	than	having	to	
remember	the	exact	words	about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필수	응답	REQUIRED	RESPONSES	(이	섹션의	전체	응답이	1,200 자를	넘지	않아야	함.						
Total	responses	for	this	Section	not	to	exceed	1,200	words.)	

1. 예배모범	규정의	안내를	받아	적어도	세(3)개	이상의	주님의	날	예배에서	“평화의	

인사”가	포함된	옵션을	논하고	예배의	다른	부분에서	생겨질	수	있는	서로	다른	



기능들을	설명하시오.	예배모범의	모든	참고문들은	인용구를	필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예:	W-0.0000).		

Gu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Directory	for	Worship,	discuss	at	least	three	(3)	
options	for	including	the	“passing	of	the	peace”	in	a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describe	the	different	functions	this	action	would	have	in	different	parts	of	the	
service.	All	references	to	the	Directory	for	Worship	must	include	the	citation	(e.g.,	
W-0.0000).	

2. 필수	응답	1 번에	근거하여	목회적	및	문화적	예민성으로	적어도	세(3)개	이상의	

예배위원회가	제기하는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답하십시오.		

Informed	by	your	answer	in	Required	Response	1,	and	demonstrating	pastoral	and	
cultural	sensitivity,	respond	to	at	least	three	(3)	of	the	concerns	raised	by	the	
worship	committee.	


